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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방사형 그라디언트 페인트(radial gradient paint)는 벡터 그래픽스(vector graphics)에서 은 정보로 다양

한 효과를 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. 기본 으로 이 방법은 곱하기, 나 기, 제곱근 등의 복잡한 연

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같은 성능 환경에 합하지 않았다. 하지만 최근 모바일 기기들은 

SIMD 연산 지원  고성능의 GPU 탑재 등으로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

되었다. 본 논문은 ARM의 SIMD연산인 NEON을 이용하여 최  2.6배의 성능을 가속시켰으며 GPU의 

쉐이더를 이용하여 4.9배의 성능을 가속하 다.

비교 항목 비트맵 벡터

재생 복잡도 작다 크다

디바이스 독립성 없다 있다

데이터 크기 크다 작다

합한 컨텐츠 사진, 동 상 만화, 지도

<표 1>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비교

1. 서론

 출력 장치의 크기에 종속 인 픽셀(pixel) 단 로 장하

는 그래픽스를 비트맵(bitmap) 방식이라고 한다. 벡터 그

래픽스는 이와 달리 도형의 좌표, 선의 특성  채색 방법

을 장하는 방식으로 출력 장치의 크기에 독립 으로 이

미지를 확 하여도 계단 상 같은 이미지 손상이 발생하

지 않는다.

 출력 장치에 독립 인 벡터 그래픽스의 특성은 모바일 

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장 을 갖는다. 

 비트맵 방식은 출력 장치에 종속 이므로 출력 장치의 

크기가 증가하면 이미지를 장하기 한 크기도 증가한

다. 반면 출력 장치에 독립 인 벡터 방식은 향을 받지 

않으므로 비트맵 방식보다 장공간에 해서 효율 이다. 

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비트맵 방식을 이용하여 컨텐츠

를 제작하면 다양한 출력 장치 크기 마다 재작업이 필요

하지만, 출력 장치에 독립 인 벡터 방식은 항을 받지 

않으므로 콘텐츠의 추가 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. <표 

1>은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

[1].

 <표 1>에서 재생 복잡도는 벡터 그래픽스가 크기 때문

에 성능이 낮은 모바일 환경에는 용하기 부 합하 다. 

하지만 최근의 모바일 기기들은 SIMD 연산 지원  고성

능의 GPU 탑재 등으로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벡터 그래

픽스 처리에 요구되는 많은 연산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

있다.

 본 논문은 벡터 그래픽스에 요구되는 많은 연산량을 모

바일 기기에서 효율 으로 가속하기 한 방법에 한 것

이다.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2 에서는 벡터 그래픽

스의 표 인 OpenVG[2]의 페인트와 이를 가속하기 해 

필요한 련 기술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3 에서는 효과

인 가속 기법들을 제안할 것이다. 4 에서는 제안한 가속 

기법들을 스마트폰 환경에서 구 하여 성능을 검증  평

가하고 마지막으로 5 에서 결론을 맺는다.

2. 련기술

2.1 OpenVG의 페인트

 벡터 그래픽스의 표 인 OpenVG에서 패스(path)의 내부

를 채우기 해 정의된 3가지 페인트 방법이 있다. 첫 번

째 방법은 하나의 색으로 동일하게 채우는 컬러 페인트

(color paint)이며, 두 번째 방법은 비트맵(bitmap) 형식으

로 장된 이미지를 패스의 내부에 매핑(mapping)하는 패

턴 페인트(pattern paint)이고, 마지막 방법은 픽셀의 치

를 이용하여 색상을 결정하는 그라디언트 페인트(gradient 

paint)이며 이 방법은 다시 선형(linear)과 방사형(radial)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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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)컬러 (B)패턴 (C)선형 (D)방사형
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

(그림 1) OpenVG에 정의된 페인터의 종류 

로 분류된다. (그림 1)은 의 3가지 방법을 나타낸 것이

다.[2]

 에서 설명한 채우기 방법  패턴과 그라디언트 방법

은 픽셀마다 변화된 색상을 용할 수 있다. 패턴 방식을 

용하기 해 필요한 이미지 정보는 많은 장 공간을 요

구는 비트맵 형식이지만, 그라디언트는 은 정보로 다양

한 표 이 가능하므로, 필요한 정보의 에서 그라디언

트는 가장 효과 인 채우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.

 하지만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처리하기 해서 곱하기, 나

기, 제곱근 등의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같

은 성능 환경에는 합하지 않다.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

서는 그라디언트 효과를 용하기 해 미리 계산된 그라

디언트 정보를 이미지의 형태로 장하여 패턴 페인트로 

체하여 표 하는 것이 일반 이다.

2.1.1 선형 그라디언트(Linear Gradient)

 (그림 2)는 선형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.  픽셀 

g(x,y)의 색상을 결정하기 해 사용되는 선형 그라디언트

의 설정 값은 두  p0, p1이며, 이 두  p0, p1를 지나

는 선분(line segment)과 평행하고  g(x,y)를 지나는 가

상의 선분 v0v1를 생성한다. 이때,  v0와 v1의 거리를 

d2라 하고,  g와  v0 사이의 거리를 d1으로 할당하고 

이 d1과 d2의 비율로 색상을 결정할 수 있다.

)0,0(0 yxp

)1,1(1 yxp

),( yxg

2d1d

0v

1v

(그림 2) 선형 그라디언트

(그림 2)에서 비율 d1/d2는 [수식 1]을 이용해 계산할 수 

있다. [수식 1]에서 △x와 △y는 매개변수인 y0, y1, x0, 

x1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△x, △y, △x2, △y2은 최  한

번만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한 픽셀을 계산하기 

해서는 곱하기 2번, 더하기 1번, 나 기 1번이 필요하다.

∆   ∆   
 ∆ ∆

∆ ∆ 

[수식 1] 선형 그라디언트 계산식

2.1.2 방사형 그라디언트(Radial Gradient)

 (그림 3)은 방사형 그라디언트에 필요한 매개변수들과 그

들의 계를 나타낸다. 색상을 구하고자 하는  g(x,y)와 

f(fx,fy)의 거리를 d1이라 정의하고, 이 두 을 연결하여 

연장한 선이  c(cx,cy)를 심으로 한 반지름이 r인 원

에 하는 과 f(fx,fy) 과의 거리를 d2라고 정의하면, 

g(x,y)의 색상은 d1/d2로 결정된다. (그림 3)에서 각 매개

변수들의 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[수식 2]와 같다[2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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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 3) 방사형 그라디언트

′  ′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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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식 2] 방사형 그라디언트 계산식 

2.2 ARM NEON

 ARM NEON[3]은 Cortex™-A series에서 제공하는 

64/128bit hybrid SIMD 아키텍처 기술로 오디오, 비디오 

 3D 그래픽을 가속하는 데 사용된다. NEON은 메인 

ARM 정수 이 라인(integer pipeline)과는 별도의 실행 

이 라인(execution pipeline)과 자체 지스터 일을 

갖고 있으며 단수(integer)와 단정도 로 -포인트(single

precision floating-point) 값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.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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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/x,y에 독립 인 변수(r2, fx', fy', I) 계산

for(y=0;y<height;y++){

  //x에 독립 인 변수(dy) 계산

  for(x=0;x<width;x++){

    //x,y에 종속 인 변수(dx) 계산

    distance=g(x,y); 

    pixel = LUT[distance]; //색상값으로 변환

    //계산된 픽셀 장

  }

}

<표 2> 기본 방법의 의사코드

//x,y에 독립 인 변수(r2, fx', fy', I) 계산

for(y=0;y<height;y++){

  //x에 독립 인 변수(dy) 계산

  for(x=0;x<width;x+=4){

    //SIMD 자료형으로 변환

    //x,y에 종속 인 변수(dx) SIMD 용 계산

    distance=g(x,y);//SIMD 용 distance 계산

    pixel = LUT[distance]; //색상값으로 변환

    //일반 자료형으로 변환

    //계산된 픽셀 장

  }

}

<표 3> ARM NEON을 이용한 의사코드

비정렬 데이터 액세스(unaligned data accesses)를 지원하

고 구조 형태(structure form)로 장된 인터리  된 데이

터(interleaved data)의 간편한 로딩을 지원한다. 본 논문

에서는 ARM NEON 기술을 이용하여 4개 픽셀의 그라디

언트 페인트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가속하 다.

2.3 OpenGL/GLSL

 GLSL(OpenGL Shading Language)[4]은 C 언어를 기

로 한 OpenGL의 쉐이딩 언어이다. 이와 유사한 쉐이딩 

언어로 마이크로소 트사(Micro Soft)의 HLSL[5]이 있으

며 엔비디아(NVIDIA)사의 cg가 있다. 최근 CUDA와 

OpenCL등의 고수 의 GPGPU 개발환경이 제공되지만 모

바일에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

GLSL을 이용하여 GPU기반의 그라디언트 페인트를 구

하 다.

3. 방사형 그라디언트 가속 기법

 그라디언트 페인트의 계산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

할 수 있다. 첫 번째 과정은 그라디언트 공간에서의 거리 

값을 구하는 것으로 [수식1,2]를 계산한 결과이다. 두 번째 

과정은 거리 값을 색상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스칼라의 입

력이기 때문에 복된 연산이 많이 발생한다. 따라서 참조

테이블(LUT: Lookup Table)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

다. 그라디언트 페인트 처리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은 

LUT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이 부분의 

연산시간을 차지한다. 본 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방사

형 그라디언트 페인트를 가속하기 한 다양한 방법을 제

시한다.

3.1 기본 방법

 기본 방법은 실제 가속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가속 

기법들의 성능을 비교하기 한 기 으로만 사용된다.

 방사형 그라디언트 공간에서의 거리를 계산하는 [수식 2]

는 구 을 해 최 화가 필요하다. [수식 2]에 사용된 변

수  x, y는 모든 픽셀마다 계산을 해줘야 하며, x, y에 

종속 인 dx, dy 역시 모든 픽셀마다 계산이 필요하므로 

그라디언트 설정 변수인 r, fx, fy 만을 나 기에 사용하는 

것이 효율 이다. 따라서 [수식 3]와 같이 표 할 수 있다

[2].

 
 ′ ′

′ ′ ′′ 

[수식 3] 방사형 그라디언트 계산식2

 [수식 3]에서 나 기 연산은 모든 픽셀에 필요하며, 나

기 연산은 곱하기 연산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곱셈으로 

변환하는 것이 효율 이다. 따라서 [수식 3]의 제수

(divisor)의 역수(inverse number)를 I라고 하면 [수식 4]

와 같이 표  가능하며, 역수 I를 만들기 한 나 기 연

산은 그라디언트 설정 변수가 입력될 때 한 번만 수행되

어진다[2].

 
′ ′



  ′ ′ ′′  
[수식 4] 방사형 그라디언트 계산식3

 [수식 4]를 이용하여 화면상의 체 픽셀을 계산하는 경

우 좌표 x와 y를 이용한 이  반복문 형태로 구 될 수 

있다. 이때 반복문 체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x, y

에 독립 인 변수는 한 번만 계산하도록 구 하며, 내부 

반복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x에 독립 인 변수

는 외부 반복문에서 한 번만 계산하도록 구 하 다. 한 

계산된 거리를 픽셀로 변환하는 과정은 참조테이블을 이

용하여 성능을 최 화시켰다. <표 2>는 기본 방법의 의사 

코드이다.

3.2 ARM NEON을 이용한 가속

 ARM NEON을 이용한 가속 방법은 2.2 에서 설명한 

SIMD연산을 이용하여 동시에 4개의 픽셀을 처리하는 방

법이다. 이러한 가속 방법은 기본 방법에서 SIMD를 이용

하여 동시에 4개의 픽셀을 처리하도록 변형한 형태이다. 

<표 3>은 ARM NEON을 이용한 의사 코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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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raw(){ //CPU OpenGL코드

  //x,y에 독립 인 변수(r2, fx', fy', I) 계산

  //Shader에 x,y에 독립 인 변수 값 달

  //Fragment_Shader() //쉐이더 수행

}

Fragment_Shader(x,y,  texture){ //GPU GLSL코드

    distance=g(x,y); 

    pixel = texture(distance); //색상 값으로 변환

    //일반 자료형으로 변환

    //계산된 픽셀 장

}

<표 4> OpenGL GLSL을 이용한 의사코드

가속기법 계산시간 재생률(FPS)

기본 136.44 ms 6.3 fps

NEON  33.83 ms 4 x 16.2 fps 2.6 x

GPU   0.06 ms 2274 x 31.2 fps 4.9 x

<표 6> 성능 실험 결과

3.3 GPU를 이용한 가속

 GPU를 이용한 가속 방법은 2.3 에서 설명한 GLSL을 

이용하는 방법으로 GPU의 그먼트 쉐이더(fragment 

shader)를 이용하여 그라디언트 페인트를 가속하는 방법

이다. 그먼트 쉐이더의 경우 픽셀단 의 계산이기 때

문에 x,y에 독립 인 변수를 CPU에서 계산하여 GPU에 

달하며 같은 y좌표를 갖는 x에 종속 인 변수는 복되

어 계산된다. <표 4>는 OpenGL GLSL을 이용한 의사코

드이다.

4. 검증  성능 실험

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을 모바일 환경에 용

하기 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 다. 실

험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삼성 자의 ‘갤럭시S’이며 <표 

5>는 자세한 사양을 나타낸 표이다. (그림 4)는 실제 구

하여 동작한 결과의 사진이다.

제 품 명 삼성 자 갤럭시S

로세서

(AP)

Hummingbird(S5PC100)

  - CPU: ARM Cortex A8 1 GHz

  - GPU: PowerVR SGX 540

해 상 도 WVGA(480 x 800)

운 체제 Android 2.2

<표 5> 실험 환경

(그림 4) 방사형 그라디언트 구  결과

<표 6>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속 방법을 스마트폰 환

경에서 실험한 결과이다. <표 6>에서 계산시간은 그라디

언트 페인트 연산 과정만을 기 으로 측정하 으며 재생

률은 실제 화면에 재생되는 것을 기 으로 하 다.

  순수한 연산시간 만을 측정하는 계산시간을 기 으로 

하면 NEON을 이용한 SIMD 가속은 4배 정도 성능향상이 

있었으며, GLSL을 기용한 GPU 가속은 2274배의 성능향

상이 있었다. 하지만 실제 시스템 반의 성능인 재생률을 

기 으로 하면 NEON을 이용한 SIMD 가속은 2.6배 정도 

성능향상이 있었으며, GLSL을 기용한 GPU 가속은 4.9배

의 성능향상을 보 다.

5. 결론  향후 연구

 본 논문은 ARM의 SIMD 기술인 NEON과 GPU 쉐이더 

언어인 GLSL을 이용하여 방사형 그라디언트 페인트를 스

마트폰 환경에서 가속하 고, 실험을 통해 GPU를 이용하

는 경우 최  4.9배의 성능향상이 있음을 확인하 다. 이

러한 실험결과 그라디언트 페인트는 제곱근과 곱셈 등의 

고  연산을 많이 포함하지만 계산과정의 제어가 간단하

여 연산 주로 최 화된 GPU에 합함을 알 수 있다. 하

지만 CPU를 이용한 가속에서 고정소수 을 이용한 최

화 등 다양한 기법들이 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

부분에 한 실험이 필요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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